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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shopping motives, information search of e-fashion consumers and their           

behavioral intentions (word of mouth, repurchase and site switching inten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7
th
 2010 to January 5

th
 2011 and all respondents had previous experiences with on-line            

purchase of fashion items. The study finds that an information search has three dimensions, recreational            

search, informative search, and rational search. The effects of both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motives            

on information search and behavioral intentions are significant. In addition, recreational and informative            

search have a positive impact on word of mouth and site switching intentions, while repurchase intention is            

influenced by an informative search. Rational search has a positive effect on switching intention only.            

Final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in shopping motives, information search and behavioral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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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온라인 쇼핑산업은 인터넷 쇼핑몰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최근 소셜 커머스와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가       

세하면서 2010년에는 전년대비 25% 성장한 34.2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인터넷 쇼핑몰이 27.8조원의 매       

출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19%의 성      

장을 예상하고 있어(“Retail industry report”, 2011) 온      

라인 쇼핑산업이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KISA], 2010)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19,040천명)에서 2010년 77.8%(37,010천   

명)로 지난 10년 동안 33.1%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    

는 인터넷 이용자의 12.3%만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2010년에는 64.3%(52.0% 증가)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인터넷 쇼핑이용자의 수가 급증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및 액    

세서리를 포함하는 패션 제품은 인터넷 쇼핑에서 가장    

큰 거래액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군으로서 2001년 5.3%    

에서 2010년 16.9%로 3배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0 annu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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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쇼핑을 할 수 있다        

는 편의성과 가격 할인, 프로모션, 비교쇼핑을 통한      

경제성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이며(“Nielson online”, 2008), 이러한 편의성과 경제     

성을 포함한 실용적 측면이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동      

기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동기에      

는 실용적 동기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쇼핑을 하는 쾌락적 동기 또한 중요한 요소로서       

(Kim, 2008; Lee et al., 2010), 쾌락적 쇼핑동기와 실        

용적 쇼핑동기 모두 인터넷 정보탐색과 구매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용한 변수임이 여러 연구(Childers     

et al., 2001; Park et al., 2009; To et al., 2007; You &            

Park, 2007)를 통해 검증되었다. 

KISA(2010)의 조사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91.6%가    

인터넷을 통해 자료 및 정보획득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정보탐색에 있어 인      

터넷 활용도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소비자는 구매를 목적으로 구매 전 정보를 탐       

색하거나 구매 목적 없이도 지식이나 제품정보획득 혹      

은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기도 한      

다. 지속적 정보탐색은 오피니언 리더십에 영향을 주      

고(Bloch et al., 1989), 쇼핑동기는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쇼핑 흥미나 쾌락적 혜택추구      

동기가 지속적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Choi,     

2010; Kim & Rhee, 2001; Lim & Hong, 2004; To et al.,           

2007). 이러한 쇼핑동기와 정보탐색활동은 소비자의    

구매와 관련된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     

의 연구(Kim & Ye, 2009; Lee & Lee, 2009; Park et al.,           

2009; To et al., 2007; You & Park, 2007)는 소비자의 만          

족도, 방문빈도, 재구매의도, 충동구매행동 및 구전의     

도와의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인터      

넷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점포를 둘러보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소비       

자는 오프라인 소비자에 비해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난다       

는 점(Harris & Goode, 2004; Moe & Fader, 2004)에서        

쇼핑동기와 정보탐색차원이 사이트 전환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기존의 고객이 다른 사이트      

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소        

비자의 쇼핑동기, 정보탐색활동과 사이트 전환의도와    

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 정보탐색의 측정도구에 있어서는 연     

구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보의 탐     

색량, 정보원천이용, 정보탐색내용으로 정보탐색행동   

을 연구(Lee, 2001)하거나 비교 인터넷 쇼핑몰의 수와     

탐색시간, 구매결정까지의 소요시간 등으로 정보탐색    

의 활동정도를 측정(Kim et al., 2007)하였다. 또한 얼     

마나 많은 정보를 탐색하느냐로 정보탐색수준을 측정     

(Shin & Park, 2006)하기도 하며, 구매 시 방문한 쇼핑     

몰 수나 한 쇼핑몰에서 평균적으로 보낸 시간 등으로     

구매 전 정보탐색을 측정(Lim & Hong, 2004)하는 등     

구매 전 정보탐색의 측정에 있어 양적인 측면에 치중     

해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패션 소비     

자가 패션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어떤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쇼핑동기와 정보탐색, 구     

전의도와 재구매의도 및 사이트 전환의도와 같은 행     

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의 연구결과(Galbarino & Strahilevitz, 2004; Lee, 2001;     

Lim & Hong, 2004; Sorce et al., 2005; Van Slyke et al.,     

2002)에 의하면 쇼핑행동이나 정보탐색, 행동의도에    

있어 인터넷 소비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인     

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 정보탐색 및 구매행동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인     

터넷 쇼핑몰의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소비자의 쇼핑동기

 

쇼핑동기란 사람들에게 쇼핑행동을 유발시키는 동    

기로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쇼핑하는 이유를 말하며(Lim &     

Hong, 2004),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변     

수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 소비자의 쇼핑동기에 관한     

많은 연구(Childers et al., 2001; To et al., 2007; You     

& Jung, 2002)들은 인터넷 쇼핑동기를 쾌락적 쇼핑동     

기와 실용적 쇼핑동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그 외     

정보추구형, 여가활용형, 실리추구형(Kim & Lee, 2007)     

으로 구분하거나 경제적, 편의적, 쾌락적, 사회적 요인     

(You & Park, 2007) 등의 다차원으로 분류하였다. 

Suh et al.(2002)은 인터넷 쇼핑동기를 편리하고 저     

렴하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동기, 새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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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다양한 정보와 비교정보탐색을 위해 쇼핑하는     

정보동기, 기분전환이나 무료한 시간 해소 또는 현실      

에서의 해방감 등 쾌락성을 추구하기 위해 쇼핑을 하는       

오락동기의 3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Park(2004)은    

인터넷 쇼핑동기와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이용자는 실     

용주의적 성향 및 쾌락적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만, 인터넷 쇼핑상황에서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Kim and Lee(2007)의 연       

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동기는 정보추구형과 실리     

추구형, 여가활용형으로 분류되며, 각 인터넷 쇼핑동     

기의 구조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고 하였      

다. 즉, 이 3가지 유형 모두 인터넷 쇼핑에 있어 목적         

지향적인 이용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보     

추구형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전문적인 정보나 최신      

의 유익한 정보를 추구하려는 도구적인 동기를 보유      

하고 있고, 실리추구형은 가격 및 제품에서의 편의성      

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동기, 여가활용형은 상대적으     

로 개인적이며 무목적적인 동기를 보유한 수용자로     

구성되어 있어 각 유형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You       

and Park(2007)은 인터넷 쇼핑동기가 인터넷 오픈마     

켓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      

적, 편의적, 쾌락적 및 사회적 쇼핑동기 중 사회적 쇼        

핑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쇼핑동기들이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2008)은 쇼핑동     

기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효율성추구, 쾌락성추구, 무      

동기집단, 편리/다양성추구, 정보/편리성추구의 5집단   

으로 분류하였으며, 쾌락성추구집단이 인터넷 쇼핑    

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무동기집단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집단임을 밝혀 쾌락성추구집단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고객군이라고 하       

였다. 

Childers et al.(2001)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즐거움이나 유용성을 모두 추구하기 때문에 쾌락      

적 쇼핑동기와 실용적 쇼핑동기 모두 인터넷 쇼핑행      

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고, To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쇼핑이용자는 실용적    

쇼핑동기와 쾌락적 쇼핑동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용적 쇼핑동기는 편의성, 돈      

의 절약, 정보제공성 및 다양한 제품선택 등의 실용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쾌락적 쇼핑동기는 쾌락적      

가치 중에서 쇼핑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호기심      

(Adventure/Explore), 무슨 제품을 찾아볼지, 언제 주     

문을 하고 배달을 받을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통제 권한(Authority/Status)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쇼핑가치 또한 쇼핑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패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쇼핑동기 연구에서는     

적당한 가격을 찾거나 구매가 목적인 인지적 동기와     

기분전환이나 즐거움이 목적인 쾌락적 동기의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고(Kim & Rhee, 2001), 인터넷 패     

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 Lee, 2009; Lim     

& Hong, 2004; Park et al., 2009)에서는 인터넷 쇼핑     

을 통한 기분전환이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쾌락적 동     

기, 쇼핑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편의적 측면을     

강조한 동기, 가격이나 반품, 환불의 용이성을 포함한     

경제적 동기, 다양하고 독특한 상품구성과 원하는 상품     

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상품구색 동기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인터     

넷 의복쇼핑동기를 비교한 Park et al.(2009)의 연구에     

서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상품구색 추구     

동기를 높게 지각했고, 중국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보     

다 쾌락성 추구동기나 저가격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Blake et al., 2005; Keeney, 1999; Park,     

2004)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이 인터넷 쇼핑동기의 주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최근의 연구(Kim, 2008; Lee et     

al., 2010)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이 점차 발전하면서     

고객의 취향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쾌락주의적 관점     

으로 변모해가고 있어 고객이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     

로울 수 있는 쾌락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쇼핑동기에 대한     

이해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며(Suh et al., 2002)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인터넷 쇼핑동기의 차원은 크게 가격이나 효     

용, 편의적인 면을 포함하는 실용/경제적인 측면과 즐     

거움을 추구하는 오락적/쾌락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인터넷 소비자의 정보탐색 

 

인터넷 정보탐색은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웹콘텐츠를 읽거나 보거나 듣는 것과 관련한 행위를     

말하며(Hong, 2002), 의복정보탐색행동은 의복구매과   

정의 시작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행동으로서 패션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 보유하는 과정으로     

인터넷에서의 패션 정보탐색은 상품의 종류나 가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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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뿐만 아니라 유행 경향,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와 같       

이 패션 관련 정보의 탐색도 중요하다(Choi, 2010). 인       

터넷 정보탐색행동에 관한 선행연구(Bloch et al., 1989;      

Hong, 2002; Kim & Ye, 2009; Lim & Hong, 2004; Park,          

2000; Shin & Park, 2006)들은 구매 전 정보탐색과 지        

속적 정보탐색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정보탐색동기    

나 위험지각, 관여도 및 쇼핑동기 등과 연관지어 정보       

탐색행동을 연구해왔다. 

Kelly(as cited in Bloch et al., 1986)에 의하면 구매        

전 정보탐색은 구매목적을 갖고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      

를 찾는 것이며, 지속적 정보탐색은 특별한 구매목적      

이나 결정과 관계없이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Punj and Staelin(1983)은 구매 전 정보탐색의 주요동기      

가 구매결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Bloch et al.(1986)의 연구에서 지속적 정보탐색은 정보      

를 축적시키기 위한 목적과 쾌락을 경험하기 위한 동       

기를 모두 지니고 있으나 쾌락적 동기가 지속적 정보       

탐색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och et al.(1989)은 당장 구매할 의도가 없이 정보수       

집이나 오락의 측면에서 제품을 탐색하는 것을 브라우      

징(browsing)이라고 정의하면서 브라우징이 점포에 대    

한 인식과 제품에 대한 지식, 오피니언 리더십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offman and Novak(1996)은      

인터넷 소비자의 경험적 행동은 구전의도를 높이거나     

오락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지식      

을 향상시키는데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인터넷을 통      

해 경험적 행동을 지속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 정보탐      

색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Park(2000)은 인터넷 정보탐색을 통해 소비자가 얻     

을 수 있는 가치를 쾌락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로 나누        

고, 쾌락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가 높을수록 인터넷 정       

보탐색의 전반적인 유용도를 높게 지각하며, 효용적 가      

치가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가 높아지고 방      

문빈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ng     

(2002)은 인터넷 탐색가치유형을 정보적 획득가치요인    

과 오락적 가치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인터넷 탐색가치     

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집단 간에 웹사이트 속성 평가        

에 차이가 나타나 인터넷 탐색가치가 인터넷 쇼핑행동      

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소비자 변수임을 밝혔다. Suh      

et al.(2002)은 정보탐색행동유형을 습관적, 상황적, 취     

미생활을 위한 정보탐색행동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습관적 행동유형은 구체적 대상이나 구매목적 없이 쾌      

락추구를 위해 정보탐색을 하며, 상황적 행동유형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구매 가능한 제품과 관련     

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정보탐색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와 상관없이 정보탐색을 하는 취미생활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Kim and Ye(2009)는 정보탐색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에 따라 정보탐색유형을 두 가     

지로 구분하여 구매 전 정보탐색행동을 하는 소비자     

는 제품구매를 위한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탐색     

을 하며, 지속적 정보탐색행동을 하는 소비자는 새롭     

고 즐거운 경험이나 쾌락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탐색     

한다고 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 정보탐색의 영     

향요인을 밝힌 Choi(2010)는 인터넷 쇼핑흥미가 지속     

적 정보탐색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유행     

관여가 높거나 유행혁신자일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패션 정보에 대한 지속적 탐색으로 연결시키     

고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많이 보유     

하거나 기술적 사용에 익숙하고 친근함을 가질수록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 

Kim and Rhee(2001)의 연구에서는 쾌락적, 인지적     

쇼핑동기가 지속적 정보탐색에 영향을 주었으며, Lim     

and Hong(2004)은 쾌락적 쇼핑동기가 지속적 정보탐     

색과 구매 전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쇼핑     

동기가 지속적 정보탐색에 영향을 주는데 반해 편의     

적 쇼핑동기와 상품특성적 쇼핑동기는 정보탐색에 유     

의한 영향변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To et al.(2007)     

은 쾌락적 쇼핑동기보다는 실용적 쇼핑동기가 정보탐     

색이나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인터     

넷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정보탐색이나 인터넷 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 소비자의 행동의도

Eagly and Chaiken(as cited in Goode & Harris, 2007)     

에 의하면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개인적인 평가와 규     

범적인 구조로부터 형성된 의도를 지니고 특정한 행     

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계획     

을 말한다. 행동의도는 충성도 혹은 재구매의도(Oliver,     

1997)로 측정되기도 하며, Zeithaml et al.(1996)은 비     

우호적 행동의도를 보이는 소비자는 타 브랜드 및 업     

체로 전환할 확률이 높고 주위 사람들이나 외부기관     

에 불평을 토로하거나 부정적인 구전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즉, 행동의도에는 구전의도, 재구매의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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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긍정적인 의도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도도 포      

함되며, 인터넷 소비자의 부정적인 행동의도로는 사     

이트 전환의도, 이탈의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구전의도,    

재구매의도 및 사이트 전환의도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구전이라고 하는데, 구전정보는     

정보원천의 신뢰성이 높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하며 다른 정보원천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특      

징이 있다(Park & Jung, 2006). 오프라인 구전은 주변       

인들과의 접촉에 의해 이뤄지지만 온라인 구전은 커      

뮤니티 게시판, 채팅, 그리고 사용자 후기 등을 통하여       

익명의 사람들과 이뤄진다(Park & Jung, 2006). 인터      

넷 스토어의 평가(e-ratings)는 소비자들의 구매 전 단계      

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원천으로 여겨지며(Gauri et al.,      

2008), Suh et al.(2002)은 인터넷 소비자들이 구매 후       

행동단계에서 제품사용의 만족 혹은 불만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오프라인 구전을     

한다고 하였다. Park and Jung(2006)에 의하면 소비자의      

온라인 구전내용은 긍정적 구전이 더 많고, 전문몰보다      

는 종합몰과 커뮤니티에서 구전의 양(리뷰의 길이)이     

더 많으며, 종합몰에서 더 많은 긍정적 구전이 발견되       

었다. 정보탐색과 구전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Bloch     

et al.(1986)은 지속적 정보탐색을 많이 할수록 구전활      

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Lee and Lee(2009)는 소        

비자가 온라인 스토어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오프라인 구전에 많이 의존하지만 제품에 관한 정보를      

구할 때는 온라인 구전에 더 크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 스토어 정보와 관련해 편의적 쇼핑동기를      

가진 소비자는 인적 정보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제품 관련 정보에 있어서는 온라인 구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상품구색 쇼핑동기를 가진 소비자      

는 오프라인 구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인터넷 소비자의 재구매는 고정 고객의 확보로 인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이루어 인터넷 쇼핑몰의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Hong et al., 2009). Seock and         

Norton(2007)에 따르면 선호하는 의류 웹사이트에서    

의 정보탐색의도가 높을수록 그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으며, Park(2000)은 인터넷 정보     

탐색행위를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    

이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방문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       

트에 자주 접속하는 소비자일수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You and Jung(2002)의     

연구에서 효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우 사이     

트에서 경험한 즐거움이 재방문의사에, 통제감이 구     

매의사에 영향을 미쳤고,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     

비자는 즐거움과 자극됨이 재방문의사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오픈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You and Park(2007)은 경제적, 편의적, 쾌락적 쇼핑동     

기가 만족도에, 만족도는 이용빈도와 재구매의도, 구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Park et al.     

(2009)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은 저가격 추구동기가 높     

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구매의도가 높았고, 중국     

대학생은 상품구색추구, 쇼핑편의추구, 쾌락성 추구    

동기가 높을 때 만족도와 재구매의도가 높았다. 그러     

나 한국 대학생의 경우 상품구색 추구동기가 중국 대     

학생보다 높았으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구색을 추구할     

때 쇼핑몰 간 전환행동을 많이 함을 시사했다. 

한편, 인터넷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보다 점포를 방     

문하고 둘러보는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     

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인터넷 소비자는 구매의도 없     

이도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Moe & Fader, 2004).     

또한 온라인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소비자들보다 전환     

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Harris & Goode,     

2004), 전환으로 발생되는 지각된 혜택이 높을 경우 소     

비자는 대부분 웹사이트 이동을 하게 된다(Jones et al.,     

2000). 웹사이트 이동 및 전환행동에 관한 연구는 소     

비자의 불만족(Zeelenberg & Pieters, 2004), 위험지각     

(Nam & Lee, 2009), 웹사이트 전환비용 혹은 전환장     

벽(Goode & Harris, 2007; Jones et al., 2000; Yang &     

Han, 2005) 등과 연관지어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소비     

자의 정보탐색활동과 관련지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Keaveney and Parthasarathy(2001)는 위험수용 측     

면의 태도적인 요인과 서비스 이용 측면의 행위적인     

요인, 인구통계적인 요인이 온라인 서비스 전환행동     

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 Goode and Harris(2007)     

에 의하면 전환유발동기의 조절효과로 인해 배너 광     

고, 위험지각 및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심미     

감 등의 프리젠테이션 일관성이 행동의도와 간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었다. Yang and Han(2005)은 정보의     

신뢰성, 컨텐츠 개인화가 편의장벽과 학습장벽을 높     

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충성고객 프로그램이 학습장벽     

에 영향을 주며 이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통해 전환의     

도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Nam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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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는 화면과 실물과의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품질위험과 정품여부, 유통경로에 대한 우려      

와 같은 위조제품위험이 웹사이트 이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 소      

비자의 쇼핑동기나 정보탐색은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등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소비자의     

전환행동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쇼핑에 있어      

쇼핑동기나 정보탐색은 웹사이트 전환의도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 인터넷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인터넷 쇼핑

마케팅에서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시장세분화의 기    

본전략으로 이용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태도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        

는 변인으로 여겨져 왔다(Galbarino & Strahilevitz, 2004;      

Simon, 2001; Van Slyke et al., 2002). 인터넷 쇼핑행        

동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      

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Sorce et al., 2005). Korgaonkar and      

Wolin(2002)은 웹 사용에 있어서 성별과 교육 및 소득수       

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연령, 직업 및 인종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Dholakia      

and Uusitalo(2002)는 연령, 소득수준, 가족구성원에 따     

라 인터넷 쇼핑을 통해 추구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 차        

이가 나타나는데 젊은 소비자들이 실용적 혜택과 쾌      

락적 혜택을 더 추구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쾌      

락적 혜택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나 성별이나 교육수준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       

이 여성보다 인터넷 쇼핑에 대해 우호적이며 구매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imon, 2001; Van Slyke       

et al., 2002). 

인터넷 쇼핑에서의 위험지각, 인터넷 속성, 쇼핑동     

기 혹은 정보탐색에 있어서도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       

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선호하며 웹사이트에 올      

라온 정보에 대해 더 신뢰를 하고 웹사이트 디자인 선        

호도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Simon,     

2001). Van Slyke et al.(2002)에 의하면 여성은 쇼핑을       

소셜 활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쇼핑몰 내에      

채팅룸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활성화시켜 여성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Galbarino and Strahilevitz(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터넷 쇼핑에 있어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     

고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위험지각     

을 덜 느낀다고 하였지만, 연령에 따른 위험지각의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Lee(2001)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수준 등이 정보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라고 하였고, Lim and Hong(2004)의 연구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장시간에 걸쳐 정보탐색을 하다     

가 구매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Kim and Lee(2007)는 인터넷 쇼핑동기에 있어 정보     

추구형은 남성에게서 실리추구형은 여성에게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며 여가활용형은 여자 대학생에게서 많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Lee et al.(2010)의 연구에서 쇼     

핑동기집단별로 성별, 결혼여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패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연구대상이 여성으로     

만 한정되어 있거나(Choi, 2010; Hong et al., 2009; Kim     

& Rhee, 2001; Kim et al., 2007) 여성 응답자의 비율     

이 남성응답자보다 훨씬 많아서(Hong, 2002; Nam &     

Lee, 2009) 성별이나 연령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     

른 차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     

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쇼핑경향이 다르고(Van Slyke et     

al., 2002), 연령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나 흥미가 다르     

다는 점(Dholakia & Uusitalo, 2002)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나 정보     

탐색, 구전의도나 재구매의도 및 사이트 전환의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행동     

의도(재구매의도, 구전의도, 사이트 전   

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정보탐색이 행동     

의도(재구매의도, 구전의도, 사이트 전   

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쇼핑동기, 정     

보탐색 및 행동의도의 차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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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증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      

문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경험이 있는 패션 소      

비자의 쇼핑동기에 관한 문항, 정보탐색에 관한 문항,      

행동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에 관해서는 Childers et al.(2001),     

Lim and Hong(2004), To et al.(2007)의 연구와 예비조       

사를 토대로 하여 총 8문항을 5점ㅇ Likert 척도로 측        

정하였다. 정보탐색에 관해서는 Bloch et al.(1986), Kim      

(2007)의 연구와 Choi(2010), Lim and Hong(2004)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총 12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행동의도는      

Hong et al.(2009), To et al.(2007), Zeelenberg and Pieters        

(2004)의 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총 12문항      

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      

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및 직업에 관한 총 5문         

항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고,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을 응      

답하기 용이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12월 17일에서 2011년 1월 5일 사이에 실시하       

였으며, 결측치가 없는 372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210명(56.5%)으로 남성 162명(43.5%)보다 많    

았고, 20~24세가 90명(24.2%), 25~29세가 80명(21.5%),    

30~34세가 130명(34.9%), 35세 이상이 72명 (19.4%)으     

로 30~34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223명      

(59.9%), 기혼이 149명(40.1%)이었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70명(18.8%), 대학 재학생은 76명(20.4%),    

대학 졸업자가 195명(52.4%), 대학원 재학 이상이 31명      

(8.3%)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87명(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 71명(19.1%), 주부 68명(18.3%), 판     

매서비스직이 48명(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1)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은 의미를 좀 더 명     

확히 해석하기 위해 Kaiser정규화가 있는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통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추출과정에 있어서 고유치(eigen value)기    

준이 1.0보다 크면서 요인적재량(factor roading)이 0.5     

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여 요인회전 후     

유효한 값을 가진 항목들을 추출하여 요인화 하였다.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에 대한 총 8문항을 요     

인분석 한 결과 <Table 1>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오프라인에서 보     

다 온라인에서의 쇼핑이 즐거우며, 패션 상품구매에     

기쁨을 느낀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쾌락적 쇼     

핑동기’라 하였으며, 요인 2는 일반 점포보다 온라인에     

서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쇼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편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함축되었으므     

로 ‘실용적 쇼핑동기’라 명하였다. 이들 요인 중 요인     

값이 0.5 이하인 쾌락적 쇼핑동기 1문항이 제거되었으     

며, 총 변량은 65.810%였고, 신뢰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쇼핑동기를 쾌락적 쇼핑동기와     

실용적 쇼핑동기로 분류한 Childers et al.(2001), You     

and Jung(2001),  To et al.(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정보탐색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관한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처럼 고유치 1.0 이상     

인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패션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이나 쿠폰, 선물 등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보는 즐거움과 패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락적 탐색’이라 하였     

다. 요인 2는 관심이 있는 패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시     

간이 들어도 찾아보며, 패션 상품 구매후기 평가를 항     

상 읽는다와 신제품이 나오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적 탐색’이라 하였다. 요인 3은 패션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여러 쇼핑몰의 정보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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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와 패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       

보와 가격이 비슷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 탐색’이라 명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서 합리적 탐색 1문항이 제거되었    

으며, 이들 요인의 총 변량은 71.814%였고 신뢰계수      

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Bloch et       

al., 1989; Bloch et al., 1986; Kim & Ye, 2009)에서는         

정보탐색을 구매 전 정보탐색과 지속적 정보탐색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락적 탐색, 정보적 탐      

색, 합리적 탐색으로 구분되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      

화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지속적 정보탐색이 정보를     

축적시키기 위한 목적과 쾌락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Bloch et al.(198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속적 정보탐색의 차원이 오락적 탐     

색과 정보적 탐색으로 다시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행동의도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3개     

의 요인이 나타났다. 요인 1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패     

Table 1. Factor analysis of shopping motives for internet fashion consumer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Hedonic

motivation

Buying fashion products is very exciting. .826

2.609 37.273 .79It is more enjoyable to shop online than off-line. .826

It makes me feel refreshed. .825

Utilitarian

motivation

It is possible to refund or return if it doesn't look good on me. .897

1.998 28.537 .80

I can purchase the fashion products at a competitive price by comparing it            

with other places.
.896

I can shop online whenever I want. .676

I can purchase products at lower price online than an offline store. .526

Table 2. Factor analysis of information search for internet fashion consumer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Recreational

search

It is fun to look for discount, coupons, gift with purchases of fashion            

products.
.881

3.228 29.344 .83It is interesting to share information about fashion products with others. .848

It is exciting to look for events related to fashion products before purchasing. .832

Just searching for information about fashion products makes me feel good. .696

Informative

search

I would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products even though          

it takes time. 
.750

2.911 26.464 .83

I would always read online reviews and comments from others. .728

I would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products diligently when          

new fashion products are available. 
.725

I would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products by using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695

Rational

search

I would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products only when I           

need to purchase them. 
.896

1.761 16.006 .81
I would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products in a similar           

price range before purchasing. 
.686

I would compare information with several shopping malls to purchase the          

fashion products at a lower price.
.555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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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상품을 구매할 것이며, 필요한 패션 상품이 생겼을       

때 구입할 의향과 패션 상품을 다시 한 번 구매할 의         

사가 있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구매의도’라     

하였다. 요인 2는 패션 상품을 다른 사람이나 가족, 친        

지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다와 패션 상품에 대      

하여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판 등을 통한 추       

천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전의도’라 하였      

다. 요인 3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의 패션 상품이 업        

데이트 되지 않으면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어도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닐      

의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이트 전환의      

도’라 하였다. 행동의도 중 제거된 문항은 없었고, 총       

변량은 71.489%이었으며, 신뢰계수가 0.8 이상으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정보탐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정보탐색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쇼핑동기의 쾌락적 쇼핑동기      

와 실용적 쇼핑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정보탐색의     

오락적 탐색, 정보적 탐색, 합리적 탐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4>      

와 같이 오락적 탐색, 정보적 탐색, 합리적 탐색에 쾌     

락적 쇼핑동기와 실용적 쇼핑동기가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락적 탐색에 대하     

여 쾌락적 쇼핑동기는 β=0.182, t=3.706, p<.001에서,     

실용적 쇼핑동기는 β=0.275, t=5.599, p<.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10.9%로 나타     

났다. 정보적 탐색에 대해서는 쾌락적 쇼핑동기가 β=     

0.496, t=11.049, p<.001에서, 실용적 쇼핑동기가 β=     

0.108, t=2.40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25.7%였다. 합리적 탐색에 대해 쾌락     

적 쇼핑동기는 β=−0.105, t=−2.025, p<.05에서, 실용     

적 쇼핑동기는 β=0.242, t=4.819, 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10.1%였다. 이와 같     

이 쾌락적 쇼핑동기와 실용적 쇼핑동기 모두 정보탐색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Kim and Rhee(2001),     

Lim and Hong(2004), To et al.(2007)의 연구결과를 지     

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탐색에 대하     

여 실용적 쇼핑동기가 정(+)적 영향을 준데 반해 쾌락     

적 쇼핑동기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이고 편의적인 동기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패     

션 소비자일수록 패션 상품의 구매 시에만 정보를 탐     

색하는 경향이 더 높은 반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즐     

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패션 소비자일수록 필요시에만     

Table 3. Factor analysis of behavioral intentions for internet fashion consumer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s

Cronbach's 

α

Repurchase

intention

I would keep purchasing fashion products online. .895

3.094 25.782 .90
I would repurchase fashion products within next 3 months. .834

I would be willing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when it is needed. .801

I would repurchase fashion products. .788

Word of

mouth 

intention

I would strongly suggest the fashion products to others. .869

2.907 24.227 .84

I would be willing to recommend the fashion products to family or relatives. .834

I would share good things about the fashion products with others. .792

I would recommend the fashion products by writing reviews or comments          

online.
.785

Site

switching

intention

I would use different internet shopping malls if the shopping malls I've           

shopped most often didn't update their web-site frequently.
.838

2.637 21.973 .83

I would look for different internet shopping malls if I can't find what I             

want from the shopping malls I've shopped most often. 
.801

I would be willing to switch to other sites, even though I have the             

internet shopping mall that I've used most often. 
.793

I would be willing to use the internet shopping malls less than before            

after comparing with other sites.
.780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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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탐색하는 성향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쇼핑동기의 쾌락적 쇼핑동기      

와 실용적 쇼핑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행동의도인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사이트 전환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      

와 같이 인터넷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재구매의도, 구전      

의도, 사이트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쾌락적 쇼핑동기는 β=     

0.540, t=12.710, p<.001에서, 실용적 쇼핑동기는 β=     

0.207, t=4.864, p<.001에서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33.4%로 나타났다. 구전      

의도에 대해서는 쾌락적 쇼핑동기가 β=0.431, t=9.715,     

p<.001에서, 실용적 쇼핑동기가 β=0.300, t=6.770, p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27.5%였다. 사이트 전환의도에 대해 쾌락적 쇼핑동기     

는 β=0.269, t=5.436, p<.001에서, 실용적 쇼핑동기는     

β=0.164, t=3.32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9.9%였다. 이는 쇼핑동기가 재구매의     

도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     

구의 결과(Park et al., 2009; You & Park, 2007)를 지     

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쇼핑동기가 사이트 전환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쾌락적     

쇼핑동기가 높을수록 즐거움이나 재미, 기분전환을 위     

해 사이트를 자주 옮겨 다님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정보탐색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정보탐색이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탐색을 독립변수로 하     

고, 행동의도인 구전의도, 재구매의도 및 사이트 전환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재구매의도에는 오락적 탐     

색과 합리적 탐색을 제외한 정보적 탐색만이 영향요     

인이었고, 구전의도에는 오락적 탐색과 정보적 탐색     

이, 사이트 전환의도에는 정보탐색의 모든 요인이 유     

Table 4. The effect of shopping motives on information search for internet fashion consumer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F R
2

Recreational search
Hedonic motive  .182  3.706*** 

22.539*** .109
Utilitarian motive  .275  5.599*** 

Informative search
Hedonic motive  .496 11.049***

69.924*** .257
Utilitarian motive  .108  2.400*** 

Rational search
Hedonic motive −.105 −2.025***

13.663*** .101
Utilitarian motive  .242  4.819*** 

*p<.05, ***p<.001

Table 5. The effect of shopping motives on behavioral intentions for internet fashion consumer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F R
2

Repurchase intention
Hedonic motive  .540  12.710*** 

92.569*** .334
Utilitarian motive  .207 4.864***

Word of mouth intention
Hedonic motive  .431 9.715***

70.112*** .275
Utilitarian motive  .300 6.770***

Site switching intention
Hedonic motive  .269  5.436*** 

20.310*** .099
Utilitarian motive  .164  3.326*** 

*p<.05, ***p<.001
–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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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      

구매의도에는 정보적 탐색이 β=0.386, t=8.037, p<.001     

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전체 설명력은 17.9%로 나       

타났다. 이는 관심이 있는 패션 상품이나 신제품에 대       

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찾아보며, 구매후기 등의 정보      

를 많이 탐색할수록 재구매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정보탐색을 유용하게 지각할수록 방문      

빈도가 높아지고 구매의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난 Park(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구전의도에는 오락적 탐색이 β=0.403, t=8.542, p<     

.001에서, 정보적 탐색이 β=0.119, t=2.52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들 전체 설명력은 17.9%     

였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상품을 구매하고 난 후의 구매후기를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보탐색활동이 구전의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        

속적 정보탐색을 많이 할수록 구전활동을 더 많이 하       

고(Bloch et al., 1986), 지속적 정보탐색을 이끄는 경     

험적 행동이 구전의도를 높이며, 오락과 즐거움을 제     

공하고 제품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관련이 있     

다는 Hoffman and Novak(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다. 사이트 전환의도에는 오락적 탐색이 β=0.320, t=     

7.076, p<.001에서, 정보적 탐색은 β=0.330, t=7.300, p     

<.001에서, 합리적 탐색은 β=0.184, t=4.070,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24.66%     

였다. 이 연구결과는 즐거움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거     

나 패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패션 상품     

을 구매할 때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는 패션 소비자의     

경우 사이트 전환 또한 쉽게 이루어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6. The effect of information search on behavioral intentions for internet fashion consumer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F R
2

Repurchase

intention

Recreational search  .034  0.707*** 

21.727*** .150Informative search  .386  8.037*** 

Rational search −.013 −0.273***

Word of mouth

intention

Recreational search  .403  8.542*** 

26.743*** .179Informative search  .119  2.522*** 

Rational search  .045  0.949*** 

Site switching

intention

Recreational search  .320  7.076*** 

39.975*** .246Informative search  .330  7.300*** 

Rational search  .184  4.070*** 

*p<.05, ***p<.001

Table 7. The differences of factors by gender

Classification
Male (n=162) Female (n=210)

t
M SD M SD

Shopping

motives

Hedonic motive 3.33 0.74 3.78 0.59 −6.410***

Utilitarian motive 3.61 0.56 3.58 0.53  0.401***

Information 

search

Recreational search 3.21 0.81 3.28 0.73 −0.865***

Informative search 3.29 0.72 3.58 0.64 −4.080***

Rational search 3.46 0.72 3.69 0.56 −3.467***

Behavioral 

intentions

Repurchase intention 3.78 0.65 3.84 0.48 −0.988***

Word of mouth intention 3.25 0.66 3.38 0.57 −2.123***

Site switching intention 3.20 0.66 3.38 0.69 −2.55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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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쇼핑동기에서는 쾌락       

적 쇼핑동기만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정보      

탐색에서는 정보적 탐색과 합리적 탐색만이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구전의도와 사이트 전환의도에서 집     

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쾌락적      

쇼핑동기에서는 여성(M=3.78)이 남성(M=3.33)보다 높   

은 평균을 보였고, 정보적 탐색 또한 여성(M=3.58)이      

남성(M=3.29)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구전의도는    

여성(M=3.38)의 평균이 높았으며, 사이트 전환의도 또     

한 여성(M=3.38)의 평균값이 높았다. 따라서 남성 소비      

자보다 여성 소비자들이 쇼핑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심이 있는 패션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구전의도와 사이트 전환의도     

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쇼핑동          

기나 정보탐색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 선       

행연구(Lee, 2001; Lee et al., 2010; Lim & Hong, 2004)         

의 결과를 지지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정보를 제       

공하는 사이트를 선호한다는 Simon(2001)의 연구결과    

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구전의도가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쇼핑을 소       

셜 활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Van Slyke et al.(2002)과 여성이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사이트에 대해서 위험지각을 덜     

느끼고 있어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한       

Galbarino and Strahilevitz(2004)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    

로 지지한다. 또한, 여성의 사이트 전환의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통계적인 요인이 온라인 서비      

스 전환행동에 영향을 끼치고(Keaveney & Parthasarathy,     

2001) 여성이 남성보다 인터넷 쇼핑에 있어 위험지각을      

더 크게 지각하며(Galbarino & Strahilevitz, 2004) 이러한      

위험지각은 사이트 이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Nam    

& Lee, 2009)이라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패션 상품을 구매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쇼        

핑동기, 정보탐색 및 행동의도인 구전의도, 재구매의     

도, 사이트 전환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는 쾌락       

적 쇼핑동기와 실용적 쇼핑동기로 분류되었으며, 정     

보탐색은 오락적 탐색, 정보적 탐색, 합리적 탐색으로     

구분되었다. 행동의도는 구전의도와 재구매의도, 사    

이트 전환의도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 이용     

자의 쇼핑동기가 정보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오락적 탐색과 정보적 탐색에는 쾌락적 쇼핑동     

기와 실용적 쇼핑동기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합     

리적 탐색에는 쾌락적 쇼핑동기가 부(−)적 영향을, 실     

용적 쇼핑동기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쾌락적 쇼핑동기와 실용적 쇼핑     

동기 모두 행동의도인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및 사이     

트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오락적 탐색과 정보적 탐색은 구전의도의 영향요인이     

었고, 재구매의도에는 정보적 탐색만이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사이트 전환의도에는 정보탐색의 모든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쇼     

핑동기, 정보탐색, 구매행동의 요인별 차이분석결과    

쇼핑동기의 쾌락적 쇼핑동기와 정보적 탐색, 합리적     

탐색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구전의도와 사이트     

전환의도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쾌락적 쇼핑동기와 실     

용적 쇼핑동기는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다. 인터넷 패션 소비자는 정보탐색을 할 때 패션 상     

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을 이     

용하는 즐거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쇼핑몰 방     

문 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UCC제작이나 최신 트     

렌드, 패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면 쾌락적 쇼핑동     

기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격이나 반품, 환불 등의     

편의성에 근거하여 실용적 쇼핑동기를 부여 한다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탐색 및 방문을     

통해 결국 구매에 이르게 할 것이다. 

둘째, 정보탐색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     

전의도에는 오락적 탐색과 정보적 탐색이 영향요인이     

었으며, 재구매의도에는 정보적 탐색만이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패션 소비     

자의 경우 구매후기를 통해 구매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 많으므로 패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구매후기 뿐     

아니라 MD나 쇼핑몰 직원의 착용후기를 제공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상품정보공유를 통해 구전의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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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패션 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 패션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하며,      

쇼핑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주 접속하고 방문하      

는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여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패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사이트 홍보 및 의류전문 검색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정보나 가격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타      

사이트 고객의 사이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       

성 소비자가 남성 소비자보다 쇼핑을 즐기며, 정보탐색      

또한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소비자 특        

징을 파악하여 여성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전문적인 패션 정보나 다양한 코디네이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남성 소비자에게는 패션 가격정보나 품질     

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행동의도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 남녀로 한정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 소비계층    

으로 확대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쇼핑동기와 정보탐색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       

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쇼       

핑몰과 오프라인 쇼핑몰의 비교연구를 통한 소비자의     

정보탐색유형을 파악한다면 인터넷 패션 소비자의 특     

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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